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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진동소음 중 시트 파워슬라이드 작동 진동소음은 

모터 가진에 의해서 발생되며 여러 구동 부품에 전달되어 레일 표면으로 

방사된다. 주요 소음원으로는 모터, 기어박스, 플렉시블 샤프트, 레일 등

의 구동부품들이 있는데 시트 파워슬라이드의 작동 진동소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진원에 의한 전달경로뿐만 아니라 각각의 구동부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트 파워슬라이드 작동 진동소

음 관점에서 레일 진동을 해석하기 위한 해석적/실험적 모델링에 대해 

기술하고 모터 회전속도, 플렉시블 샤프트, 마운팅 강성, 볼과 롤러 개수

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시트의 고유진동수 해석/시험을 수행하

고 쿠션프레임의 작동 가속도 측정 및 분석을 통해 시트 파워슬라이드의 

진동소음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 시트와 같이 다자유도

계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다물체 동역학 시뮬레이션 모델

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기존에는 자동차와 시트의 공진을 회피하기 위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왔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전동 시트의 파워슬라

이드 작동 시험을 수행하고 동적 특성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과 실험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예측 모델

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다물체 동역학 해석모델을 사용해 

자동차 전동시트의 파워슬라이드 진동성능 최적화를 수행하였고 실제적

인 설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주요어 : Power-Slide(파워 슬라이드), Multi-Body Dynamic(다물체  

동역학), GRR(Gage Repeatability Reproducibility), FFT(Fast 

Fourier Transform),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학번 : 2016-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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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탑승자가 안락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필수품이 되었다. 소비자들

의 자동차 선택 기준도 성능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정숙하고 안

락한 운전 환경을 제공 해줄 수 있는가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진동소

음 성능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주행 시 노면조건

이나 차체진동 및 차량 안팎의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진동소음 문제가 

꾸준히 발생되는데 이러한 진동소음에 인체가 장시간 노출되면 요추부 

통증 같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불면증이나 심한 피로감과 같은 신

경계통의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 인체의 주요 기관 중 머리부의 고유

진동수는 25Hz이하로 알려져 있다(1). 시트의 고유진동수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25Hz 범위에 있으며 인체와 직접 맞닿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시트는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고 다

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써 다자유도계의 조절장치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의 충격 흡수나 진동을 저감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 시트의 많은 조절 장치 중에 시트 파워슬라이드는 모터회전에 의

해 시트를 전후로 이동시키며 승객의 다리 공간 확보 및 브레이크와 가

속패달 조작을 위한 최적 위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시트가 구동모

터에 의해 전후로 이동할 때 진동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고객 품

질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에 출시되는 자동차는 엔진 및 파워트

레인 소음 감소로 실내가 더욱 정숙해졌으며, 전기차와 같은 엔진이 없

는 친환경차의 등장으로 실내 진동소음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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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의 다양한 편의장치 증가로 시트 구동부 진동소음이 증가하는 추세

이다. Fig. 1.1 은 시트 불량 및 소음 발생에 대한 분류 그래프를 나타내

고 있다. 

 

  

Fig. 1.1 Classification of seat noise 

 

1.2 연구 동향 

 

자동차 실내 소음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시

트에서 발생되는 진동소음 저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동차 

전동 시트는 파워슬라이드를 전후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터가 시트 쿠션

프레임에 장착되어 진동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차량과

의 공진 주파수 회피 및 진동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왔

다. Choi와 Kook, Suh, Jun, Kim(3)은 파워시트의 슬라이드 레일 전후 작

동 조건에서 BSR 가진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진 시 슬라이드 레일을 동

시에 전후로 작동하여 발생하는 이음(BSR) 특성을 분석하는 실험을 수

행하였고, Kim, Jun(4)은 자동차용 파워슬라이드 메커니즘의 작동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후 실험데이터를 사용한 주파수 분석 및 오더 트랙킹을 

수행하였다. Jun, Park, Lee, Jang, Lee(5)는 파워시트 작동시 발생하는 

소음의 주요 인자에 대한 주파수 분석을 통한 기여도 산출방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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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Choi, Kim, Lee(6)는 슬라이드 메커니즘을 구동하는 리드스크류가 

파워 시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Son, Kim, 

Kang(7)은 시트-인체 해석 모델링과 차량 주행 실험을 통한 승차감 평

가와 시트 지수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hoi, Yoo, Kim, Lee(8)

는 볼 베어링을 사용하는 직선 운동 가이드의 진동 해석 및 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Jang, Ryue(9)는 철도 차륜 및 레일 진동 특성 해석

을 통한 전동 소음 모델 연구를 수행하여 철도 차륜 전동 소음 예측을 

위한 모델링에 대해 기술하였다.  

 

1.3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시트 파워슬라이드 작동시 레일 길이 방향 저속 구름 

운동에 의해 상하로 발생되는 가속도 값을 측정하여 수학적/실험적 모델

링을 통한 진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트는 자동차에 탑승하는 

승객과 가장 밀접한 안전 및 편의 장치로써 시트 구동시 진동소음이 승

객에게 직접 전달된다. 자동차 시트는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구동 부품으로는 모터, 기어박스, 플렉시블 샤프트, 볼과 롤러등이 

있다. 이러한 구동 부품들의 특성과 다양한 결합 조건들로 인해 시트 조

절장치 작동시 진동소음이 발생하는데 부품간 상호작용과 비선형성으로 

인해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부품간에 결합되어 있는 다

양한 기술적 문제들을 개별 요소로 분리하고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였다. 

진동소음 현상에 대해 정의하고 시험을 통해 측정된 가속도를 분석하여 

실험적,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시트 어셈

블리는 생산공정에서 조립된 후 최종적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한 후 완성

차에 장착이 되며 생산공정 내의 무향실에서 소음 측정 및 평가를 통한 

샘플링 검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무향실 검수 방법은 전체 공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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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생산되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 전수 검사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

라 무향실 설치 및 측정 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가속도 측정 장비를 

사용한 검수 방법을 적용하여 시트 파워슬라이드 작동 진동소음을 측정

하고 전수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파워슬라이

드의 작동 진동소음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다물체 동역학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고 설계인자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작동소음 특성 분

석 및 최적설계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Fig. 1.2 처럼 3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 단계는 자동차 시트의 파워슬라이드 시스템을 분석하는 단

계이다. 파워슬라이드에 대한 진동소음 전달 경로 분석 및 고유진동수 

시험/해석을 통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2 단계는 파워 슬라이드

의 작동 가속도 특성을 분석하는 단계로서 가속도 측정장비를 사용한 게

이지 반복성 및 재현성 검증을 수행하고 측정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한 

후 고속 푸리에 변환(FFT)과 단시간 푸리에 변환(STFT)을 수행하였

다. 마지막 3 단계는 파워슬라이드 작동소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동

역학 해석 모델링 개발 및 이를 통한 성능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Fig. 1.2 Schematic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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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트 파워슬라이드 모델 분석 

 

2.1 진동소음 전달 경로 분석 

 

시트 파워슬라이드 작동시 발생되는 진동소음의 전달 경로는 가진원인 

모터 회전으로부터 시작된다. Fig. 2.1 과 같이 시트 쿠션프레임의 하단 

중앙부에 모터 고정 브라켓으로 고정된 모터로부터 회전력이 플렉시블 

샤프트로 전달된 후 양쪽 레일에 고정된 기어박스 내에 있는 웜과 웜휠

기어로 회전력을 전달한다. 기어박스는 양쪽 트랙의 어퍼레일에 마운팅

되며 리드스크류를 통해 회전력을 병진운동으로 변환하여 전달한다. 트

랙의 어퍼레일과 로워레일은 볼과 롤러 접촉에 의해 시트의 하중을 지지

하며 구름 운동을 통해 진동을 쿠션프레임에 전달한다. 시트 파워슬라이

드는 작동시 진동소음 가진원인 모터에 의한 직접적인 공기 전달 소음과 

가진력의 전달 경로를 통해 발생되는 간접적인 구조 소음을 동시에 방사

시킨다. 

 

 

Fig. 2.1 Transfer path of seat power slide vibration &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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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워슬라이드 기능 분석 

 

파워슬라이드를 작동시키는 구동 파트는 크게 5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가진원인 모터는 전류가 인가되면 약 2500~3000RPM 으로 회전하

게 된다. 모터는 모터를 고정하는 브라켓과 함께 서브어셈블리를 구성하

며 양쪽 트랙의 어퍼레일에 볼트로 마운팅된다. 모터와 직접 연결되는 

파트는 플렉시블 샤프트로 모터의 회전력을 양쪽 트랙에 전달해주는 역

할을 한다. 이때 플렉시블 샤프트의 양쪽 길이는 대칭이 아니며 플렉시

블 샤프트의 특성에 의해 양쪽 트랙에서 발생하는 속도차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모터에 의한 회전력은 플렉시블 샤프트의 훨링 현상

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진동소음 발생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플

렉시블 샤프트의 다른 쪽은 기어박스와 연결되는데 기어박스는 양쪽 트

랙의 어퍼레일의 중앙부에 마운팅 되어있다. 기어박스는 웜과 웜휠기어

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운동을 병진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기어박스 내에 웜과 웜휠기어의 전달 오차가 발생되기도 한다. 웜

휠기어는 리드스크류를 통해 시트를 전후방향으로 이동시킨다. 마지막으

로 리드스크류에 의해서 전후방향으로 시트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트랙이 

이동하게 되는데 트랙은 어퍼레일, 로워레일, 볼과 롤러 베어링으로 구

성되어 있다. 어퍼레일과 로워레일 사이에는 볼과 롤러가 접촉하고 있으

며, 전후 방향 작동시 접촉에 의한 구름 운동을 한다. Fig. 2.2 는 시트의 

구동파트에 대한 기능전개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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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chematic of function 

 

2.3 파워슬라이드 해석적/실험적 고유진동수 모델 

 

기존 시트 파워슬라이드의 작동소음 측정 시험 방식은 생산공장내에 설

치된 무향실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측

정 방법은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 제약이 커서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 

검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어렵다. 따라

서 현재는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 평가방법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진동소음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전달 경로 분석을 

통해 진동소음 저감을 위한 신뢰성있는 예측 모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진동소음 평가를 위해 대체 물리량인 가속도 값 측정을 통한 해석적/실

험적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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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eat cushion frame assembly 

 

Fig. 2.3 의 시트 쿠션 프레임 어셈블리는 Fig. 2.4 와 같이 단순한 진동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어퍼레일을 포함한 상단 구조물과 로워

레일에 대한 각각의 질량과 마운팅 강성 및 댐핑을 고려하여 상하방향으

로 진동하는 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운동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다. 

 

 

Fig. 2.4 Equation of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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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립방정식을 행렬형식으로 쓰고 수치를 대입하여 모드 해석 절차에 

따라 고유값 문제를 풀고 모드힘 백터를 구해서 모드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시트 쿠션프레임의 고유진동수는 시험/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분

석하였다. Fig. 2.5 는 고유진동수 시험 사진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Fig. 2.5 Test & simulation of natural frequency 

 

시트 쿠션 프레임 어셈블리의 고유진동수 시험은 최소 단위 단품부터 

서브 어셈블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레일, 리드스크류, 트랙어셈

블리, 쿠션프레임 순서로 모드 시험을 수행한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

한 유한요소모델을 사용하여 고유모드 해석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유한요

소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시험과 해석 결과에 대한 상관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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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Result of natural frequency analysis 

 

 

로워레일의 고유진동수 시험결과는 1 차 167Hz, 2 차 529Hz, 3 차 

581Hz 이며 해석결과는 1 차 160Hz, 2 차 530Hz, 3 차 603Hz 로 시험/

해석 오차율은 4.2% 발생하였다. 리드스크류 시험/해석 측정결과 오차

율은 4.3% 였으며, 최종 쿠션 프레임 어셈블리 단위의 고유진동수 시험

/해석 오차율은 3.7%로 실제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위 부품 단계마다 진동수의 차수별 모드형

태도 유사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

션 모델은 쿠션 프레임 어셈블리 기준으로 157,888 개의 노드가 사용되

었으며 요소 형태는 판 요소와 솔리드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실제 제품의 

중량은 31.46kg, 유한요소모델의 중량은 33.35kg 으로 1.89kg 차이를 

보여 해석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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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Result of natural frequency test and simulation of seat 

cushion assembly 

 

 

 

2.4 진동 소음 평가를 위한 가속도 추출 

 

실제로 진동소음이 발생하는 모드는 시트 파워슬라이드가 전후로 작동 

중에 발생한다. 따라서 파워슬라이드의 전후 작동시의 가속도와 소음을 

측정하여 진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파워슬라이드의 가속도 

측정 위치를 탐색하기 위해 시트 쿠션 어셈블리를 기준으로 총 9 곳에 3

축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고 작동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위치는 Fig. 

2.6 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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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Measurement position of acceleration 

 

시트 위치 및 시험 조건은 중간 높이, 틸트 중간 위치, 익스텐션 최후

방, 리클라이너 각도 표준 위치, 전압 조건 13.5V 상태에서 측정 시험을 

수행하였고 측정 및 분석 결과는 Table 2.3 과 같다. 

 

Table 2.3 Result of slide acceleration measurement 

 

 

작동 가속도 측정은 X,Y,Z 축 방향의 가속도를 각각 측정하였고, 파워

슬라이드 전후방 작동시 시트 프레임 어셈블리와 트림류가 포함된 전체 

어셈블리에 대해 각각 측정하였다. 안쪽 로워레일 프론트 측면과 리어 

측면, 어퍼레일 기어박스와 셋브라켓, 쿠션 하단 모터 마운팅부,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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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워레일 프론트 측면과 리어 측면, 어퍼레일 기어박스와 셋브라켓의 총 

9 군데를 측정 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Z 축 측면 중앙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7 Acceleration measurement result analysis 

 

 

Fig. 2.8 Comparison of acceleration measurement position 

 

앞에서 수행한 9 개소 3 축 가속도 측정 시험 결과와 Fig. 2.8 과 같이 

타사 벤치마킹을 통한 가속도 측정 위치를 고려하여 최종 가속도 센서 

부착 및 측정 위치를 선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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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트 파워슬라이드 진동소음 측정 및 특성분석 

 

3.1 게이지 반복성/재현성 수행 및 분석 

 

작동 가속도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속도 측정장

비의 게이지 반복성/재현성(GRR)수행이 필수적이다. 게이지 반복성/재

현성은 부품 변동성과 계측 장비의 신뢰도 및 시스템 적용 타당성 분석

을 위해 수행하였다. 생산공정에서 2달 생산제품 중 약 1,151대를 대상

으로 소음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양품 조건인 35~50dB 의 소음 

분포를 나타내는 제품중에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샘플 시트 13 석을 

선정하였는데 선정기준은 양품조건에서 상, 중, 하, 최하의 4 단계로 분

류하였고 공정능력분석을 통해 80%의 공정 수준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후 정규성을 갖는 샘플 집단을 선정하였다. 시험 장비는  Fig. 3.1 과 같

이 무향실 내에서 캐롤라인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가속도 센서는(PCB 

352C66: 민감도 100mV/g, 주파수 범위 0.5~10 kHz)를 사용하였고 

105kg 하중 부하 조건에서 슬라이드 전후 방향 작동 시 진동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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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Measurement of slide acceleration and noise 

 

게이지 반복성/재현성 수행 방법은 Table 2.4 에 기술된 바와 같이 총 

13개의 양품 시트 샘플을 상 3석, 중 4석, 하 3석, 최하 3석의 4그룹

으로 나누어 측정자 2 명이 3 번씩 반복해서 측정하였다. 

 

Table 2.4 Test procedure of Gage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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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향실 내에서 파워슬라이드 작동시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상하방향 

가속도를 측정하였고, 동시에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작동시 소음을 측

정하였다. 측정은 작동 초기에 발생하는 기동음과 멈출 때 발생하는 구

간을 제외하고 측정하였다. 가속도 측정 결과는 Fig. 3.2 에 나타나 있으

며 소음 측정 결과는 Fig. 3.3 에 나타나있다. 

 

 

Fig. 3.2 Result of slide acceleration measurement 

 

 

Fig. 3.3 Result of slide nois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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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 툴인 미니텝을 사용하여 게이지 반복

성/재현성 결과를 분석하였고 목표는 변별 범주의 수(NDC, Number of 

Distinct Category) 5 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변별 범주의 수란 구분 가

능한 서로 다른 범주의 개수를 뜻하며 측정시스템이 측정결과를 분석하

기에 적절한 서로 다른 범주의 개수를 확보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써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변별 범주의 수가 1~3 이면 사용

불가로 측정시스템을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며, 4~9 사이면 조

건부 사용이 가능하며, 10 이상이면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트의 파워슬라이드 가속도 반복 시험 측정의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별 범주의 수 목표를 5 이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는 Fig. 3.4 와 같다. 

 

 

Fig. 3.4 Result of Gage R&R 

 

가속도 측정값에 대한 게이지 반복성/재현성 수행 결과 제곱평균제곱

근(RMS)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변별 범주의 수가 6 수준으로 확인되

었으므로 마그네틱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 측정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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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속도 고속 푸리에 변환 및 단시간 푸리에 변환 

 

선정된 양품 시트 샘플 13 석은 소음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최하로 

분류하였는데 13 석 모두 작동 가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값에 대한 고

속 푸리에 변환(FFT) 및 단시간 푸리에 변환(STFT)을 수행하였다. 

Fig. 3.5 는 작동시 측정 소음 수준이 정상범위내에 상으로 분류되었던 

시트의 가속도 측정 데이터와 고속 푸리에 변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고속 푸리에 변환 결과 진동수는 약 125Hz 에서 강하게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모터의 회전속도 2640RPM 에 의해 플렉시

블 샤프트가 회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지배적인 진동수는 가진 주파

수 𝑓=2640/60=44(𝐻𝑧)의 2.84 배 성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Fig. 3.5 Result of acceleration and FFT analysis(good level) 

 

Fig. 3.6은 단시간 푸리에 변환(STFT) 결과 그래프이며 파워슬라이

드가 작동하는 구간 동안 진동수 약 125Hz 에서 진동의 크기가 가장 크

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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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Result of STFT analysis(good level) 

 

Fig. 3.7 은 작동 소음 수준이 정상범위내에 중으로 분류되었던 시트의 

가속도 측정 데이터와 고속 푸리에 변환(FFT)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고속 푸리에 변환(FFT) 결과 진동수는 약 121Hz 에서 강하게 발생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모터의 회전속도 2640RPM 에 의해 플

렉시블 샤프트가 회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지배적인 진동수는 가진 

주파수 𝑓=2640/60=44(𝐻𝑧)의 2.75 배 성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Fig. 3.7 Result of acceleration and FFT analysis(averag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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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은 단시간 푸리에 변환(STFT) 결과 그래프이며 파워슬라이드

가 작동하는 구간 동안 진동수 약 121Hz 에서 진동의 크기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8 Result of STFT analysis(average level) 

 

Fig. 3.9 는 작동 소음 수준이 정상범위내에 하로 분류되었던 시트의 

가속도 측정 데이터와 고속 푸리에 변환(FFT)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고속 푸리에 변환(FFT) 결과 진동수는 약 117Hz 에서 강하게 발생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모터의 회전속도 2640RPM 에 의해 플

렉시블 샤프트가 회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지배적인 진동수는 가진 

주파수 𝑓=2640/60=44(𝐻𝑧)의 2.66 배 성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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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Result of acceleration and FFT analysis(bad level) 

 

Fig. 3.10 은 단시간 푸리에 변환(STFT) 결과 그래프이며 파워슬라

이드가 작동하는 구간 동안 진동수 약 117Hz 에서 진동의 크기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10 Result of STFT analysis(ba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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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은 작동 소음 수준이 정상범위내에 최하로 분류되었던 시트

의 가속도 측정 데이터와 고속 푸리에 변환(FFT) 결과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고속 푸리에 변환(FFT) 결과 진동수는 약 118Hz 에서 강하게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모터의 회전속도 2640RPM 에 의

해 플렉시블 샤프트가 회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지배적인 진동수는 

가진 주파수 𝑓=2640/60=44(𝐻𝑧)의 2.68 배 성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 3.11 Result of acceleration and FFT analysis(worst level) 

 

Fig. 3.12 은 단시간 푸리에 변환(STFT) 결과 그래프 파워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구간 동안 진동수 약 118Hz 구간에서 진동의 크기가 크게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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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Result of STFT analysis(worst level) 

 

총4개의 양품 그룹으로 구분된 샘플 시트의 작동 가속도 측정 시험 

후 수행된 고속 푸리에 변환(FFT)과 단시간 푸리에 변환(STFT) 결

과로부터 측정된 가속도 값의 진동수를 구할 수 있었으며 그 크기가 

크고 뚜렷하게 나오는 구간을 그래프로부터 확인하였다. 발생되는 진

동수 범위는 117~125Hz 로 나타났으며 작동 가속도 측정 시험을 통

해 양품 시트에서 슬라이드 작동시 발생하는 상하 방향 가속도 성분

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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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물체 동역학 모델을 사용한 성능 최적화 

 

4.1 최적화 대상 선정 및 기능변수 분석 

 

4.1.1 최적화 대상 및 목표 선정 

 

시트 쿠션 어셈블리 상태의 파워슬라이드 작동시 발생되는 소음은 

50dB 를 넘지않아야 하며 이러한 진동소음 발생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는 소비자 만족도 저하 및 품질지수 평가 점수의 하락으로 이어져 제품

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내부적으로는 재 작업으로 

인한 비용과 맨아워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지만 파워슬라이드 작동 시 발생하는 

진동이나 소음을 재현하거나 관측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

서 진동소음 저감을 위해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진동소음 특성을 분

석하고 성능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최적화 대상 및 목표로는 ‘고객

의 제품에 대한 다양한 사용조건 하에서도 파워슬라이드 작동 시 발생되

는 진동소음 최소화’를 위해 파워슬라이드의 로워레일에서 측정되는 상

하 방향 가속도를 최소화하는 견실최적설계를 목표로 하였다(2). 

 

4.1.2 설계 목표 기능 변수 선정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의 선정은 망소 특성을 갖는 변수로서 파워슬라이

드 작동시 로워레일 중앙에서 발생되는 가속도 값을 측정하고 고속 푸리

에 변환을 수행한 후 진동의 크기 값으로 결정하였다. 어떠한 고객 제품

사용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파워슬라이드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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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푸리에 변환을 통한 진동의 크기를 최소화 하는 설계 변수의 최적 

값을 탐색하고자 한다. 파워슬라이드 시트 진동 가속도 측정 모델에 대

한 설계변수로는 가진원인 모터 회전 속도(RPM), 어퍼레일과 로워레일

을 지지해주면서 접촉 및 슬라이딩 운동을 하는 볼/롤러 개수, 로워레일

의 마운팅 강성, 모터의 회전력을 기어박스에 전달해주는 플렉시블 샤프

트 강성으로 4 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각 설계 변수의 민감도를 파악하

고, 제품 성능을 최적화하거나 신호 대 잡음비(S/N 비)를 최대화하기 위

해 각각의 설계 변수에 대한 수준 수는 4 개 변수 모두 3 수준으로 선정

하였다. 현재 모델 기준으로 모터 회전 속도는 2640RPM 이며, 볼/롤러 

개수는 지지되는 위치마다 3 개씩, 마운팅 강성은 12,000N/mm, 플렉시

블 샤프트 강성은 실제 시험 데이터 결과를 기준으로 해석 모델과 상관

성 분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수치 값으로 적용하였다. 시험 항목은 

인장, 굽힘, 비틀림이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플렉시블 샤프트의 인장 강

도는 하중 값 1275N, 굽힘에 의한 처짐은 14.9mm이며, 비틀림 강도는 

3199Nmm 이다. 설계 변수 수준은 Table 4.1 과 같이 모터 회전 속도

(RPM)는 수준 2 를 기준으로 수준 1 은 -20% 감소한 2112RPM, 수준

3 은 +20%인 3168RPM 으로 선정하였다. 볼/롤러 개수는 수준 2 를 기

준으로 수준 1 은 1 개씩, 수준 3 은 3 개씩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로워레

일을 지지하는 마운팅 강성은 수준3인 12,000N/mm를 완전 구속 상태

인 값으로 하고 수준 2 를 1200N/mm, 수준 1 을 120N/mm 로 하여 한 

차수 씩 감소하도록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렉시블 샤프트 강성은 수

준 2 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여 현재를 기준으로 인장, 굽힘, 비틀림 강도

를 수준 1 은 -50%, 수준 3 은 +50%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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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Level of design variables 

 

 

시트 파워슬라이드 작동소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는 다양한 고

객 제품사용조건이 있지만 그 중 시트 파워슬라이드 전후 작동 시 레일

부에서 발생하는 가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객 제품사용조건으로는 

승객 착좌 조건이 있다. 다양한 고객 제품사용조건 중 승객의 탑승 조건

에 의해 레일부에서 발생되는 가속도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실제 승객을 대체할 수 있는 인체 더미를 사용하여 고객 제품

사용조건을 재현하였다. 선정 기준은 중량이 55kg 인 여성 5%ile 인체 

더미를 N1, 중량이 83kg 인 남성 50%ile 인체 더미를 N2, 중량이 

105kg 인 남성 95%ile 인체 더미를 N3 로 선정하였고 Table 4.2 에 나

타내었다. 

 

Table 4.2 Condition of using by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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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수직행렬 선정 

 

수직행렬은 요소간에 섞이지 않거나 독립적인 특성을 지님으로써 실험

의 횟수를 최소화 하면서도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적값을 탐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유도(degree of freedom)란 설계변수가 가

지는 값의 크기 순서를 알아내기 위해 비교해야되는 최소 횟수를 말한다. 

여기서 수직행렬 L9는 4개의 컬럼 벡터를 가지고 있으며, 4개의 3수준 

설계변수를 대응시킬 수 있으므로 총 자유도는 4 x 2 =8 이다. 따라서 4

개의 3 수준 설계변수를 대응시킬 수 있는 L9 수직행렬을 선정하였다. 

상관관계 변수 조합은 엔지니어 경험 및 변수 스크리닝을 통해 모터회전

속도, 볼/롤러 개수, 마운팅 강성, 플렉시블 샤프트 강성 각각에 대한 설

계인자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설계변수 A 는 모터 

회전 속도, B 는 볼/롤러 개수, C 는 마운팅 강성, D 는 플렉시블 샤프트 

강성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1 차 실험은 조합 수 9 회와 각 조합에 해당

하는 고객 제품사용조건 3가지를 포함해서 총 27회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4.3 L9 Orthogonal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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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물체 동역학 해석모델 개발 

 

4.2.1 파워슬라이드 해석모델 구성 

 

견실최적설계를 수행하기위한 재현설비로 동역학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다물체동역학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하이퍼웍스

(10), 다풀(11)이며 해석 모델은 약 10 만개 이상의 요소와 다양한 조인트 

및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Fig. 4.1 과 같이 모델링을 완성하였다.   

 

 

 

Fig. 4.1 Cush Assembly Multibody Dynamic Model 

 

4.2.2 요소기술 개발 

 

시트 파워슬라이드 해석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기술로는 크게 가

진원인 모터의 구동프로파일, 모터 회전에 의한 회전력을 전달하는 플렉

시블 샤프트와 회전력을 직선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웜과 웜휠 기어, 레일

의 이송을 담당하는 리드스크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Fig. 4.2 는 모터 

어셈블리와 플렉시블 샤프트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4.3 은 모터의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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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을 나타내고 있다. 모터 회전 시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하여 모

터 가속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모터 회전 시 발생

하는 회전 속도 프로파일을 구할 수 있었다. 시험결과는 모터 회전 시 

발생하는 전류의 패턴과 가속도의 패턴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류 값의 변화량을 모터 회전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내어 기준 회전 속

도 2640RPM에서 ±50RPM 의 속도 변화가 생기도록 적용하였다. 

 

  

Fig. 4.2 Motor & Flexible shaft assembly 

 

  

Fig. 4.3 Motor Driving Profile 

 

Fig. 4.4 는 플렉시블 샤프트의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모터와 직접 연

결되어 회전력을 전달하는 플렉시블 샤프트는 고속 회전 시 지지부나 끝

단 연결 부 설계 공차 및 샤프트 변형으로 인하여 편심이나 훨링현상이 



 30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샤프트를 지지하는 베어링을 통해 하우징을 

가진하게 된다.  

 

 

Fig. 4.4 Motion of flexible shaft 

 

본 연구에서는 플렉시블 샤프트의 인장, 굽힘, 비틀림 강도 시험을 수

행하였고 강성 값을 구해서 해석 모델에 적용하였다. 플렉시블 샤프트의 

인장, 굽힘, 비틀림 특성은 Fig. 4.5 와 같이 강성 매트릭스와 수식에 의

해 나타내어질 수 있다.  

   

Fig. 4.5 Stiffness matrix of flexible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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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의 강성 매트릭스에서 탄성계수(E)값은 굽힘 강성을 나타내고, 

K11 은 인장 강도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이며, K44 는 비틀림 특성을 갖

는 요소를 나타낸다. 각각의 요소 특성을 실제 시험을 통해 측정된 값과 

동일한 특성을 갖도록 동역학 해석 모델에 적용하였다. 플렉시블 샤프트

는 직경 4.1mm 의 스틸 재질의 와이어에 코팅 튜브로 감싸져 있는 구조

이며, 플렉시블 샤프트의 기준 모델 특성은 자중에 의한 굽힘 강도 처짐

량 15mm, 비틀림 모멘트 3199Nmm, 인장강도 1275N을 기준으로 정하

였다. Fig. 4.6 은 플렉시블 샤프트의 처짐량 측정 시험을 보여준다. 굽힘 

강도 처짐량 측정 시험은 플렉시블 샤프트의 한쪽 끝을 고정지그에 고정

한 후 자중에 의한 처짐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Fig. 4.6 Test of flexible shaft deflection 

  

Table 4.4 는 비틀림 모멘트 시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비틀림 모멘트 

시험은 플렉시블 샤프트의 한쪽 끝을 고정지그로 고정하고 토크게이지로 

토크를 부하하면서 비틀림 토크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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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Result of torsion test 

 

 

 Fig. 4.7 은 플렉시블 샤프트의 인장 시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플렉시블 샤프트의 인장 시험은 인장시험기에 플렉시블 샤프트의 양끝을 

고정지그로 고정한 후 파단 될 때까지 하중을 부하하여 인장강도를 측정

하였다.  

 

 

Fig. 4.7 Result of flexible shaft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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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시블 샤프트 강성에 대해 수준 1 은 기준 강성의 -50% 수준인 인

장 강도 737.6N, 굽힘 처짐량 22.1mm, 비틀림 강도 1595Nmm 의 특

성을 갖도록 강성 값을 해석 모델에 적용하였다. 수준 3 은 기준 강성의 

+50% 수준인 인장 강도 1911N, 굽힘 처짐량 7.8mm, 비틀림 강도 

4798.7Nmm 의 특성을 갖도록 강성 매트릭스에 적용하였다.  

 

 

Fig. 4.8 Gear box 

 

Fig. 4.8 은 기어 박스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기어 박스는 웜과 웜휠

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진원인 모터로부터 발생되는 회전력을 웜 기

어에 전달하여 웜휠 기어를 통해 회전 방향을 90 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웜과 웜휠 기어 물림에 의해 전달되는 가진력은 기어가 맞물려 회

전 할 때 기어 치의 변형 및 물림 상태 변화에 의하여 전달오차가 발생

한다. 이때 발생하는 전달 오차와 기어쌍의 치강성에 의해 기어가진력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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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Worm & worm wheel gear numerical model 

 

본 연구에서는 전달 오차를 구하기 위해 웜과 웜휠 기어 유한요소모델 

구성 후 동역학 해석을 한 사이클 수행한 후 해석 시간 단축을 위해 웜

과 웜휠 기어 수치 모델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유한요소모델을 적용

할 경우 해석 소요시간이 6 시간이었던 것이 웜과 웜휠 기어 수치 모델 

적용 시 1.4 초로 크게 단축 할 수 있었다.   

 

 

    

Fig. 4.10 Materials of gearbox model 

 

Fig. 4.10 은 기어박스 모델과 기어박스를 구성하는 각 파트 별 재료물

성을 나타내었다. 기어박스 모델은 유한요소 모달 바디를 사용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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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기어박스를 구성하는 각 구성품들의 물성은 실제 적용된 물성 값

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Fig. 4.11 Model of leadscrew 

 

Fig. 4.11 에서와 같이 리드스크류는 시트의 하중을 기어박스를 통해 지

지해주며 웜휠 기어의 회전운동으로부터 레일길이 방향으로 병진 운동을 

발생시킨다. 이때 리드스크류는 기어 박스로 전달되는 집중 하중에 의해 

굽힘 하중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굽힘 특성을 수치 모델로 적용하여 동

역학 해석 모델에 반영하였다. 리드스크류의 피치 정보와 평균 거리를 

사용하여 웜기어 회전 시 웜휠 기어가 한바퀴 돌 때 움직여야 하는 거리

를 계산하여 부하 하중을 적용하였다. 

 

 

Fig. 4.12 Numerical model of lead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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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파워슬라이드 트랙은 차체 바닥에 볼트로 결합되어있는 로워레일

과 시트 프레임을 지지하고 있는 어퍼레일 사이에 볼과 롤러의 접촉조건

으로 지지되어 있다. 볼과 롤러는 어퍼레일과 로워레일 사이에서 구름 

운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레일과 접촉 점이 지속적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레일의 구름 운동에 의한 특성이 반영되도록 접촉 조건을 해석 

모델에 적용하였다.  

 

 

Fig. 4.13 Ball & roller model of seat track 

 

볼과 롤러에 의한 어퍼레일과 로워레일 사이의 접촉 모델 구성을 위한 

매개 변수는 해석 안정성 및 볼과 롤러 크기, 예하중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였다.  

 

 

Fig. 4.14 Contact method of track between rail and ball/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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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파워슬라이드 다물체 동역학 해석 모델은 위에 열거된 요소기술들

을 적용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부품들은 부시 요소로 연결하여 최종 모델

을 완성하였으며 Fig. 4.15 에 나타내었다.  

 

       

Fig. 4.15 Multibody dynamic model of seat power slide 

 

4.3 다구찌방법을 사용한 견실최적설계 

 

4.3.1 작동 가속도 분석 및 푸리에 변환 

 

다물체 동역학 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시트 파워슬라이드의 작동시 발생

하는 가속도를 분석 및 진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준 모델에 대해서 동

역학 해석을 진행하였고 가속도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고속 푸리에 변

환 및 단시간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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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4.16 은 기준 모델 조건인 모터 회전 속도 2640RPM, 지지위치

별 볼과 롤러 개수 3 개씩, 마운팅 강성 12,000N/mm, 플렉시블 샤프트 

강성 현재 수준과 고객 제품사용조건 N1 인 중량 55kg, 5%ile 인체 더

미의 승객 하중 조건일 때의 시트 가속도 측정 데이터와 고속 푸리에 변

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4.16 상단 그래프는 측정된 가속도 

데이터이며, 하단 그래프는 고속 푸리에 변환 결과 진동수가 약 132Hz

에서 강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가진원인 

모터의 회전 속도 2640RPM 에 따른 가진 주파수 𝑓=2640/60=44(𝐻𝑧)

의 3 배 성분이 지배적인 진동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4.16 Result of acceleration and FFT analysis(STD_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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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는 단시간 푸리에 변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래프의  

좌측 수직 축은 진동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평축은 작동 시간, 우측 수

직 축은 진동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시트 파워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구간 동안 진동수는 약 132Hz 에서 진동의 크기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17 Result of STFT analysis(STD_N1) 

 

Fig. 4.18 는 앞에서 기술한 기준 모델 조건과 고객 제품사용조건 N2, 

즉 승객 하중 조건이 중량 83kg 인 50%ile 인체 더미가 탑승했을 때의 

시트 가속도 측정 데이터와 고속 푸리에 변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단 그래프는 측정된 가속도 데이터이며, 하단 그래프는 고속 푸리에 

변환 결과로 진동수가 약 132Hz 에서 강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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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의 결과를 통해 고객 제품사용조건 N2 일 경우에도 N1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진원인 모터의 회전 속도 2640RPM 에 따른 가진 주파수 

𝑓=2640/60=44(𝐻𝑧)의 3 배 성분이 지배적인 진동수로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Fig. 4.18 Result of acceleration and FFT analysis(STD_N2) 

 

Fig. 4.19 는 단시간 푸리에 변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래프의  

좌측 수직 축은 진동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평축은 작동 시간, 우측 수

직 축은 진동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시트 파워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구간 동안 진동수는 약 132Hz 에서 진동의 크기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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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Result of STFT analysis(STD_N2) 

 

Fig. 4.20 는 앞에서 기술한 기준 모델 조건과 고객 제품사용조건 N3, 

즉 승객 하중 조건이 중량 105kg인 95%ile 인체 더미가 탑승했을 때의 

시트 가속도 측정 데이터와 고속 푸리에 변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단 그래프는 측정된 가속도 데이터이며, 하단 그래프는 고속 푸리에 

변환 결과로 진동수가 약 132Hz 에서 강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나타내었

다. 위의 결과를 통해 고객 제품사용조건 N3 일 경우에도 N1, N2 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가진원인 모터의 회전 속도 2640RPM에 따른 가진 주

파수 𝑓=2640/60=44(𝐻𝑧)의 3 배 성분이 지배적인 진동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Fig. 4.20 Result of acceleration and FFT analysis(STD_N3) 

 

Fig. 4.21 는 단시간 푸리에 변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래프의  

좌측 수직 축은 진동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평축은 작동 시간, 우측 수

직 축은 진동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시트 파워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구간 동안 진동수는 약 132Hz 에서 진동의 크기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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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Result of STFT analysis(STD_N3) 

 

위의 기준 모델 해석 조건에 대한 고객 제품사용조건 N1, N2, N3 에 

대해 고속 푸리에 변환, 단시간 푸리에 변환 수행 결과 모두 132Hz 대

역의 동일한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진동의 크기는 고객 제품사용

조건 N1(55kg, 5%ile 인체더미)이 1.48, 고객 제품사용조건 N2(83kg, 

50%ile 인체더미)가 2.22, 고객 제품사용조건 N3(105kg, 95%ile 인체

더미)가 2.79 로 승객 하중이 커질수록 진동의 크기도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3 장에서 시트 파워슬라이드의 작동 시 가속도 측정 및 진동 

시험 결과 진동수가 117~125Hz 사이에서 발생함을 확인하였는데 해석

결과는 진동수132Hz로 시험과 해석 모델의 결과 오차가 7~15Hz로 중

간 값 기준으로 약 8%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결과의 최대/최소

값 차이가 약 7%인 것을 볼때 해석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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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제 1 차 실험 및 S/N 비 분석 

 

견실최적설계를 위해 1 차 실험 결과에 대한 신호 대 잡음비(S/N 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견실최적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구찌방법

론을 적용하였고 기능변동량은 ‘S/N 비(Signal-to-noise ratio)’라는 

인덱스를 사용하였다. 신호 대 잡음비란 증폭된 신호의 크기를 잡음의 

크기로 나눈 정량적인 숫자를 말하며, 고객 제품사용조건(Noise)에 의

한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의 변동폭이 작으면서 설계 목표 기능 변수 자체

가 망소, 망대 또는 망목 특성(Signal)을 나타낼수록 신호 대 잡음비

(S/N 비)는 커지게 된다. 시트 파워슬라이드 작동시 레일부에서 측정되

는 가속도 값에 대해 기능 변수가 망소 특성을 갖도록 신호 대 잡음비

(S/N 비)를 선정하였다.  

 

 

Fig. 4.22 Optimization conceptual scheme 

 

수직 행렬 L9 를 사용한 동역학 모델 해석 결과에 대한 신호 대 잡음비

(S/N 비)는 Table 4.5 에 나타내었다. 기준 모델 조합(A2, B3, C3, D2)  

신호 대 잡음비(S/N 비)는 -6.96dB 이 나왔다. 기준 모델 신호 대 잡음

비(S/N 비)보다 높은 신호 대 잡음비(S/N 비)를 갖는 조합 번호는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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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1, 2, 3, 5, 7, 8, 9 번)이며 최대 신호 대 잡음비(S/N 비)를 갖는 조합

은 3 번으로 나타났다. 

 

Table 4.5 Result of S/N ratio analysis 

 

 

4.3.3 실험 반응표 및 민감도 분석 

 

Table 4.5 의 각 조합번호별 설계 변수의 수준별 신호 대 잡음비(S/N

비)의 평균값을 구해서 반응표를 구해보면 Table 4.6과 같다. 모터 회전 

속도 A의 경우 수준1에서 신호 대 잡음비(S/N비) -1.43dB ,-0.30dB, 

-0.19dB의 평균값이 -0.64dB이며 같은 방법으로 수준2, 수준3의 값

을 구해 반응표를 완성하였다. 수준별 값들의 최대 차가 클수록 민감도

가 큰 것을 의미하며, 수직 행렬 L9 에 대한 설계 변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민감도는 A(모터 회전 속도) > B(볼/롤러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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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마운팅 강성) > D(플렉시블 샤프트 강성)순으로 나타났다. 설계 변수 

A 와 D 는 수준 1 로 갈수록 민감도가 커지므로 탐색 방향 유형 S 에 해

당되며, 설계 변수 B 와 C 는 수준 3 로 갈수록 민감도가 커지므로 탐색 

방향 유형 L 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6 Response table 

 

 

 

Fig. 4.23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추정된 최대 신호 대 잡음비(S/N비)는 T+(A1-T)+(B3-T)+(C3-

T)+(D1-T)= A1+B3+C3+D1-3T= 0.64dB 로 계산된다. 여기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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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 신호 대 잡음비(S/N 비) 평균값으로 -4.36dB 를 갖는다. 최대 

신호 대 잡음비(S/N비) 추정 값은 수직 행렬에서 가장 큰 신호 대 잡음

비(S/N 비) 조합번호 3 번인 -0.19dB 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

다. 조합번호 3 번의 설계변수 A, B, C, D 의 수준이 각각 1, 3, 3, 3 이며, 

그 다음으로 신호 대 잡음비(S/N 비)가 큰 것이 조합번호 2 번 인데 설

계변수 A, B, C, D 의 수준이 각각 1, 2, 2, 2 이다. 신호 대 잡음비(S/N

비)를 최대화해서 0.64dB 까지 크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되는 설계 변수 

A,B,C,D 의 수준은 각각 1, 3, 3, 1 이다. 즉, 조합 번호 3 에서 설계 변수 

D(플렉시블 샤프트 강성)를 수준 3(+50%)에서 수준 1(-50%)로 만들

면 신호 대 잡음비(S/N 비)를 최대로 하는 최적 값이 된다는 것이다. 수

직 행렬을 사용해서 27 번의 실험만으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27 개의 

조합 번호에 들지 않았던 설계 변수의 최적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예측된 설계 변수의 조합으로 확인 실험 결과 신호 대 잡음비(S/N비)

는 -0.65dB 로 나왔으며 추정된 신호 대 잡음비(S/N 비) 0.64dB 보다 

1.29dB 작게 나왔다. 이 결과값은 추정된 신호 대 잡음비(S/N 비) 부근

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하여 견실최적설계가 제대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확인 실험 결과가 제1차 실험의 최대값인 조합 번호 3번(A1, B3, 

C3, D3)인 -0.19dB 보다 작게 나왔는데 이는 측정결과의 비선형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호 대 잡음 비(S/N 비)가 최대가 되었다는 것은 고객 제품사용조건

(승객 하중)이 변해도 시트 파워슬라이드 작동시 진동 세기 편차가 최소

화 된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 변동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신호 대 잡음비(S/N 비)는 더 커지기 때문에 식 (4.1)과 같이 

신호 대 잡음비(S/N 비)가 4.27 배 증가하면, 품질은 4.27 배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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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변동량은 1/4.27=0.23 배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𝑆𝑁𝑜𝑝𝑡.

𝑆𝑁𝑖𝑛𝑖.
= 10

−0.65−(−6.96)

10 = 4.27           (4.1) 

 

품질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견실최적설계 관점에서

의 품질은 식 (4.2)와 같이 제품 한 대당 평균적으로 소요되어 고객이 

부담하는 사용료로 말할 수 있다. 평균 고객부담 사용료는 실제로 발생

하는 값이지만 측정은 불가능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제품을 

기준으로 고객부담 사용료를 100 원이라고 가정하면 견실최적설계된 시

트 파워슬라이드에 대한 평균 고객부담 사용료는 약 23 원밖에 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대당 평균 고객부담 사용료

𝐋𝐎𝐖

대당 평균 고객부담 사용료
𝐇𝐈𝐆𝐇

= (
𝟏

𝟐
)

𝐒𝐍𝐇𝐈𝐆𝐇−𝐒𝐍𝐋𝐎𝐖
𝟑   (4.2) 

 

 

4.3.4 제 2 차 실험 및 S/N 비 분석 

 

1 차 실험을 통해 시트 파워슬라이드의 작동시 진동소음 품질을 4.27

배 향상시켰다. 1 차 실험의 민감도 분석결과 설계 변수 A 인 모터 회전 

속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수준 1 로 갈수록 신호 대 

잡음비(S/N 비)가 커지므로 탐색 방향 유형 S 를 선택하여 제 2 차 견실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2 차 실험도 마찬가지로 실험을 반복해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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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잡음비(S/N비)를 가장 최대로 하는 설계 변수의 최적값을 찾고자 하

였다. 설계 변수의 초기값과 탐색범위를 먼저 정한 후에 각 탐색범위내

에서 신호 대 잡음비(S/N비)를 최대로 만드는 설계 변수 값을 구하였다. 

민감도 분석결과를 이용해서 각각의 설계 변수에 대해 다음 실험의 초기

값과 탐색방향을 정하고 실험을 반복하면서 탐색 범위를 좁혀 나갔다. 

Fig. 4.23 의 민감도 분석 결과 그래프에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설

계 변수 B, C, D 는 2 차 실험을 고려하지 않고 탐색을 중지하였다. 설계 

변수 B 인 볼과 롤러 개수는 수준 3(3 개씩)으로 갈수록 신호 대 잡음비

(S/N비)가 최대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감도가 작기 때문에 더 이

상 탐색을 하지 않고 2 차 실험을 위한 설계 변수를 확정하였다. 설계 

변수 C 인 마운팅 강성은 수준 3(12,000N/mm)으로 갈수록 신호 대 잡

음비(S/N 비)가 최대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감도가 작기 때문에 

탐색을 중지하고 2 차 실험을 위한 설계 변수를 확정하였다. 설계 변수 

D 인 플렉시블 샤프트 강성은 수준 1(-50%)로 갈수록 신호 대 잡음비

(S/N 비)가 최대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감도가 작으므로 탐색을 

중지하고 2 차 실험을 위한 설계 변수를 확정하였다. Table 4.7 은 시트 

파워슬라이드의 작동 진동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견실최적설계의 2 차 

실험을 위한 설계 변수 수준 선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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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The 2nd experiment design variable  

 

 

 제 2 차 실험에서 실험 횟수를 선정하기 위한 자유도는 3 수준 설계 변

수가 1 개이므로 2 x 1 = 2 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고객 제품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총 9 번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 2 차 실험 결과 신호 대 잡음비

(S/N 비)는 9.62dB로 조합번호 1(A1, B3, C3, D1)이 가장 크게 나타났

다. 기준 모델의 신호 대 잡음비(S/N 비)는 -6.96dB 로 제 2 차 실험 결

과인 9.62dB 보다 45.51 배 증가되어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8 Result of the 2nd experiment analysis 

 

N1
(55kg,5%ile)

N2
(83kg,50%ile)

N3
(105kg,95%ile)

Magnitude Magnitude Magnitude Magnitude

1 1 3 3 1 0.31 0.33 0.35 9.62

2 2 3 3 1 0.38 0.43 0.48 7.29

3 3 3 3 1 0.59 0.76 0.89 2.42

NO

Design Variables
Condition of using by customer

(passenger's weight) S/N Ratio
(Smaller the Better

Characteristics)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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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 값은 모터 회전 속도 수준 1(1320rpm), 볼과 롤러 개수 수준 

3(3 개씩), 마운팅 강성 수준 3(12,000N/mm), 플렉시블 샤프트 강성 

수준 1(-50%)일 때 최대 신호 대 잡음비(S/N비) 9.62dB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제 2차 실험 민감도 분석 결과는 설계 변수 A가 수준 1로 

갈수록 신호 대 잡음비(S/N비)를 최대로 하는 최적 값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 2 차 실험으로 이미 설계 변수의 최적값에 도달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 3 차 실험은 진행하지 않았다. Fig. 4.24 는 견실최적

설계 1 차, 2 차 실험 결과에 대한 민감도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Fig. 4.24 Result of the 1st & 2nd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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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물체 동역학 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자동차 시트 파워

슬라이드 작동시 상하방향으로 발생하는 진동 가속도를 분석하였고 시험

을 통해 얻은 측정 결과와 동역학 해석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 모

델의 유효성도 함께 검증하였다. 그리고 동역학 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시트 파워슬라이드의 진동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견실최적설계를 수행하

여 유용한 최적설계 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1) 시트 파워슬라이드 작동시 발생되는 진동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진동소음 전달 경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가진원 및 전달되는 

진동소음의 메커니즘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2) 파워슬라이드의 작동 진동소음을 측정하는 측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게이지 반복성/재현성을 수행하여 측정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3) 해석 모델에 대한 정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유진동수 

시험/해석을 수행하여 상관성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파워슬라이드 

구동 부품에 대한 요소기술들을 수치 모델로 적용하여 동역학 해석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4) 시트 파워슬라이드의 작동 진동소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물 

체 동역학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견실최적설계를 

수행하여 진동소음 성능을 최적화하였다. 

 

다물체 동역학 해석 모델을 사용한 시트 파워슬라이드 진동소음 견실

최적설계 결과는 Table 5.1 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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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Result of optimization 

 

 

 초기 모델 대비 제 1 차 실험 결과 신호 대 잡음비(S/N 비)가 -6.96dB

에서 -0.65dB 로 증가하였으며 품질은 기준모델 대비 4.28 배 향상되었

다. 고객부담 사용료는 100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 원으로 크게 절감

되었다. 제 2 차 실험 결과는 초기 모델 대비 신호 대 잡음비(S/N 비)가 

9.62dB 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품질도 45.51 배로 향상되어 고객부담 사

용료는 초기 모델 100 원 대비 2 원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모터의 회전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신호 대 잡음비(S/N 비)를 높일 수 있었지만 시

트 파워슬라이드의 이동 속도를 고려할 때 계속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어 박스 기어비 개선을 통해 이동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되었다. 시트 파워슬라이드 진동소음 특성을 분석하고 견실최적

설계를 통한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자동차 

전동 시트의 진동소음 발생 주파수 대역을 예측 및 분석할 수 있는 동역

학 해석 모델을 개발 할 수 있었다. 모터의 회전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진동의 세기를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설계 변수들에 대한 

영향도를 파악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시트 파워슬라이드 작동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데이터간의 

상관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승객이 안락함을 느끼는 음색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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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at power slide operating noise is an important source of 

noise from automotive seat. It is caused by various moving 

parts such as motor, gearbox, leadscrew of seat power slide. 

Previous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avoid resonance of 

seats and automotive parts. In this study, a experiments to 

investigat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seat power slide 

were performed. And a simulation model to predict vibration-

noise of seat power slide was developed. A multi-body dy-

namic model is used to analyze dynamic behavior of multi-

degree of freedom system of automotive seat power slide. And 

to validate the precision of a measurement system. GRR(Gage 

Repeatability and Reproducibility) was carried out for the re-

sult of seat power slide test. A FFT(Fast Fourier Transform) 

& A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waveform analysis 

is performed to detect a vibration magnitude of seat power 

slide. The vibration analysis of automotive seat power slide is 

performed based on the multi-body dynamic simulation model. 

The reliability of proposed simulation modeling method was 

checked with a numerical method and experiment result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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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howed similar behavior in the frequency range between 

117 and 132 Hz where sliding noise is dominant. In the end, 

vibration optimization result of the automotive seat power 

slide is presented. It was found that optimization result can be 

useful for a practical design of seat power 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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